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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obtain pure metallic Te from gold concentrate, roasting treatment, hypochlorite leaching, Fe removal

and electrolysi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he contents of Au, Ag and Te from the concentrate sample and

roasted sample were much more soluble in the hypochlorite solution than in aqua regia digestion, whereas the met-

als Pb, Zn, Fe and Cu were easier to leach with the aqua regia than the hypochlorite. With the addition of NaOH

in the hypochlorite leaching solution prior to electrolysis, the Fe removal rate achieved was only 96% in the con-

centrate sample, while it reached 98% in the roasted sample. The results of electrolysis for 240 min, 98% of the

metallic copper was recovered from the concentrate sample, while 99% was obtained from the roasted sample due

to the removal of S by roasting. The amount of anode slime was also greater in the electrolytic solution with the

roasted sample than with the concentrate sample. The results on the anode slime after the magnetic separation pro-

cess showed the amount of metallic pure native tellurium recovered was greater in the roasted sample than in the

concentrate sample.

Key words : gold concentrate, hypochlorite leaching, electrolysis, anode slime, tellurium

금 정광으로부터 순수한 금속 형태의 Te을 얻기 위하여 소성처리, 차아염소산 용출, Fe 제거 및 전기분해실험을 수

행하였다. 정광 및 소성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Au, Ag 및 Te는 왕수보다 차아염소산에서 더 많이 용해된 반면에 Pb,

Zn, Fe 및 Cu는 차아염소산보다는 왕수에서 더 많이 용출되었다. 전기분해하기 전, 차아염소산 용출-용액에 NaOH를

첨가한 결과 Fe가 정광시료에서 96% 제거되었지만 소성시료에서는 98% 제거되었다. 전기분해실험을 240분 동안 수

행한 결과, 금속 구리가 정광시료에서 98% 회수된 반면에 소성시료에서 99%나 회수되었다. 이는 소성처리에 의하여

S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양극 슬라임도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의 전해질 용액에서 더 많이 생성되었다. 양극 슬라

임을 자력선별한 결과 순수한 자연금속 형태의 텔루륨이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많이 회수되었다.

주제어 : 금 정광, 차아염소산 용출, 전기분해, 양극 슬라임, 텔루륨 

1. 서 론

전라남도 해남군 모이산광산의 금 정광내에는 Au와

Ag 같은 귀금속과 Cu, Zn, Pb, Te, Bi 및 Fe 등과

같은 유용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귀금속과 유

용금속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환원 상태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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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광을 용해시켜야 한다. Au와 Ag를 회수하기 위

해서 주로 비-시안 용매인 차아염소산을 활용한다

(Hasab et al., 2013; Lee et al., 2014). 염소는 Au

와 Ag와 같은 귀금속을 용해시키기도 하지만 Cu, As,

Zn, Pb, Te 등도 용해시킨다.

용액 속에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귀금속과 유용금속

을 금속형태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기분해가 가장 효

과적이다.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귀금속 및 유용금속 이

온들이 음극판(cathode plate) 혹은 양극 슬라임으로

회수된다. 이때 음극판에서는 수소가 발생되고 양극판

(anode plate)에서는 산소가 발생된다. 즉, 음극 표면에

서 환원작용이 일어나면서 유용금속 분말이 얻어지고

양극 표면에서는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극표

면이 부식된다. 전해질 용액인 산성 용출-용액에는 다

양한 종류의 이온들이 용해되어 있다. 예를 들면, Fe3+

이온이 용해되어 있는 전해질 용액에서 Cu를 전기분

해로 회수할 때 음극 표면에서 다음과 같은 환원반응

이 일어난다.

Cu2++2e−→ Cu0     0.34 V (1)

Fe3++e−→ Fe2+      0.77 V (2)

Fe3+가 Fe2+로 환원되는데 0.77 V가 소요되고

Cu2+가 Cu0로 환원될 때 0.34 V가 필요하기에 음극

표면에서 구리가 회수되지 않는다. 즉, 음극표면에서

Fe3+가 Fe2+로 먼저 환원되기 때문에 구리가 회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Au 전해질 용액에 Ag, Cu, Ni, Co

및 Fe 이온과 같은 유용금속들이 용해되어 있으면 물

질이동율의 감소, 전기분해 효율감소, 전력소비 증가,

그리고 음극회수물질의 품위 저하가 일어난다(Das and

Krishna, 1996; Steyn and Sandenbergh, 2004). 따

라서 전기분해를 수행하기 전에 용매추출(solvent

extraction)을 이용하여 전기분해 효율을 감소시키는 불

순물들을 먼저 제거해야한다(Yokoyama et al., 1996;
Saji and Reddy, 2001). 

불순물이 제거된 전해질 용액으로 전기분해하면 음

극표면에서 Cu와 같은 금속분말이 회수되는 동시에 전

해질 용기 바닥으로 양극 슬라임이 침전된다. 이 양극

슬라임은 전해질에 용해되어 있던 이온이 금속 형태로

환원-침전되기에 자연금속형태의 금속분말 혹은 불순

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속형태로 나타난다(Chen and
Dutrizac, 1990; Donmez et al., 1999; Hait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금 정광을 차아염소산으로

용출시키고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Cu와 양극 슬라임을

얻고자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양극 슬라임으로부터 순

수한 텔루륨을 분리-회수하고자 하였다. 

2.시료, 차아염소산 용출, NaOH에 의한 Fe

제거, 전기분해 및 분석방법

2.1. 금 정광 시료

금 광석광물과 금 정광 시료를 ㈜골든썬으로부터 제

공받았다. 금 광석광물에 대하여 연마편을 제작하여 반

사현미경을 관찰하였다(Fig. 1). 또한 금 정광 시료는

전기로에서 2시간 동안 750oC로 소성시켰다(이하 소성

시료). 정광 및 소성시료에 대하여 각각 왕수분해와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2.2. 차아염소산 용액에 의한 용출실험

정광 및 소성 시료 47.0 g을 각각 2.0 M의 차아염

소산 나트륨(NaClO) 용액(800 ml)과 2.0 M의 염산

(HCl) 용액(800 ml)에 첨가하여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용액 1600 ml를 GF/C(Whatman No.1)

여과지와 0.45 µm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였으며,

차아염소산 용출-용액과 고체-잔류물로 분리하였다.

2.3. NaOH 의한 Fe 제거 

고체-잔류물이 제거된 차아염소산 용출-용액에

NaOH 100 ml(10 M)를 첨가하여 Fe를 침전시켰다.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GF/C (Whatman

No.1) 여과지를 이용하여 고체-잔류물과 용출-용액을

서로 분리하였다. 용출-용액은 다시 0.45 µm 여과지로

여과하여 전기분해실험의 전해질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NaOH를 첨가하기 전후, 용출-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금

속성분에 대하여 화학분석 하였다(Table 2). 고체-잔류

물은 증류수로 반복-세척하여 자연건조 후 XRD 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3). 

2.4. 전기분해 실험

전기분해 셀(cell)은 2000.0 ml 비이커에 1600 ml

전해질 용액을 넣고 구리판(copper plate, Cu 순도

99.9%, 15×10×0.02 cm)을 음극으로 그리고 스테인레

스 스틸 판(stain less steel plate, 99.9%인 Sus316,

15×10×0.02 cm)을 양극으로 사용하여 전기분해 실험

을 수행하였다. 전극간격은 7 cm, 전류는 1.5A, 반응

온도는 70oC, 교반속도는 4000 rpm 조건으로 실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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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기분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4 ml 용액 시료

를 채취하여 Au, Ag, Te, Pb, Zn, Fe 및 Cu 함량을

AAS로 측정하였다. 전기분해실험이 종료 된 후, 음극

판, 양극판 및 양극 슬라임을 각각 회수하였다. 이들은

증류수로 세척하고 50oC dry oven에서 24시간 건조하

였다. 음극 및 양극판의 무게를 측정하고, 음극판 표면

에서 음극회수물질을 채취하였다. 양극 슬라임은 자력

선별기로 처리하여 자성물질과 비-자성물질로 분리하

였다. 이들 양극 슬라임과 음극회수물질에 대하여

XRD분석 하였다. 

2.5. 분석방법

정광 및 소성시료에 대하여 왕수분해 하였다. 이들

시료(1.0 g)를 길이 18 cm 파이렉스(pyrex) 내열시험

관에 넣고 미리 만들어 놓은 왕수(질산(HNO3): 염산

(HCl)=1: 3 ratio) 4.0 ml를 첨가하였다. 내열시험관

은 히팅블럭(heating block)에서 1시간 동안 70oC로

가열하였다. 왕수분해 용액에 3차 증류수 6 ml를 첨가

하고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냉각하였다. 왕수분해 용액

은 희석용액으로 10배 희석하였다. 증류수(pH 7.6)로

희석하는 경우 금속 이온의 손실(Wei et al., 2005)이

일어나기 때문에 pH 2 이하의 희석용액을 사용하였다.

희석용액은 3차 증류수에 진한 질산(HNO3)을 가해

pH 2 이하로 제조하였다(Veglio et al., 2001). 희석된

시료용액은 Whatman 1번과 0.45 µm 여과지로 여과

여 금속 이온 함량을 측정하였다. 금속원소 함량은 원

자흡광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AS, AA-7000, Shimadzu, Japan)의 흑연로(pyrolytic-
coated graphite tube, diameter 0.17 mm, length

3.0 cm)에서 측정하였다. 용액 시료 20.0 µl를 흑연로에

주입한 후 100oC에서 20초 동안 건조, 1500oC 이상에

서 30초 동안 회화, 그리고 2500~3000oC에서 20~60초

동안 원자화시켰다. 분석은 원자화 동안 3회 반복 측정

하였다. XRD분석은 40 kV, 30 mA, step size 0.03(2θ),
scan step time(s) 1.0000, Cu target Ka(1.54060Å)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전에 Si 표준시료(NIST

Silicon 640c)를 magazine에 올려서 56.102o(2theta)

구간을 manual scan(range= 0.5 deg, step size= 0.01,

time= 1 sec)하여 2theta 값이 항상 56.102o(오차범

위 ±0.02)에 위치하도록 영점조정하였다. 양극표면 및

음극-회수 금속분말에 대하여 SEM/EDS(scanning

electron microscopy, MIRA 3 LMU TESCAN)분석

을 실시하였다. 자력선별기(Frantz magnetic separator,

Model LB-1, USA)는 각도 0o, 진동 100 rpm, 그리

고 1000, 2000 및 4000 가우스(gauss)에서 처리하여

자성물질과 비-자성물질로 선별하였다. 

Fig. 1. Photomicrograph(reflected light) of gold ore mineral from the Golden Sun mine. Ch: chalcopyrite, Gn: galena, Py:

pyrite, Q: quartz, Sp: sphalerite. The scale bar is 100.0 µ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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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정광 및 소성시료의 특성

광석광물에 대하여 반사현미경 관찰을 수행한 결과

주로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으로 구성되

었다(Fig. 1). 황철석은 주로 반자형(Fig. 1a, c) 및 타

형(Fig. 1b)으로 산출되며, 방연석(Fig. 1a)에, 섬아연석

및 방연석(Fig. 1c)과 수반되거나 혹은 석영에서 단독

(Fig. 1b)으로 산출된다. 황동석은 섬아연석 바탕에 용

리구조(exsolution textrue)(Fig. 1c, d) 혹은 섬아연석

바탕에 단독(Fig. 1d)으로 산출된다. 방연석은 특징적인

예각삼각형 pit가 잘 발달되어 산출된다(Fig, 1a, c).

이들 광석광물에서 자연금이나 엘렉트럼(electrum)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은 비-가시성 상태로 존

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함-텔루륨 광물도 현미

경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어, 아마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금 광석광물에서 황동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이 산출되므로 정광시료를 용해시킨 용출-용

액에는 다량의 Cu, Zn 및 Pb 이온이 존재할 것이다.

3.2. XRD분석

정광 및 소성시료에 대하여 XRD분석한 결과 정광

시료에서 석영과 황철석이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황철

석과 적철석(Fe2O3)이 관찰되었다(Fig. 2). 현미경에서

관찰되던 황동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은 XRD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XRD의 검출한계가 높기 때문

이다. 소성시료에서 적철석이 나타나는 원인은 750oC

의 소성으로 정광에 포함된 황철석과 황동석이 적철석

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Aylmore, 2001). 하지만 소

성시료에서 황철석에 해당되는 XRD 회절선이 나타나

고 있어 750oC의 소성온도로는 황철석 모두를 완전하

게 적철석으로 변환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3.3. 정광과 소성시료의 함량변화

정광 및 소성시료에 대하여 왕수분해하고 화학분석

한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소성시료보다 정광

시료에서 함량이 증가된 원소는 Au, Ag, Te, Zn, Fe

및 Cu이고 감소한 원소는 Pb이다. Au는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약 15 mg/kg이, Ag는 115 mg/kg이,

Te는 46 mg/kg이 그리고 Fe는 무려 20090.1 mg/kg

이 증가하였다. 이들 금속원소 함량이 증가한 이유는

소성처리로 황철석과 황동석의 S가 분해되어 SO2로 제

거되었기 때문이다(Filmer, 1982; Zivkovic et al.,

1996). 즉, 황철석의 분해온도는 743oC 그리고 황동석

의 분해온도는 650oC(Bandyopadhyay et al., 2000;

Hu et al., 2006)이다. 그러므로 S가 제거되면서 다공

성 및 공극률이 증가한 적철석으로 변환되어서 왕수가

잘 침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Aylmore, 2001). Pb가

감소한 원인은 750oC 소성온도에 의하여 방연석이 분

해될 때 Pb가 휘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bdel-Rehim, 2006). 

3.4. 차아염소산 용출 및 NaOH 의한 Fe 제거 효과

차아염소산 용액을 이용하여 정광 및 소성시료를 2

Fig. 2. XRD pattern of roasted sample(a) and concentrate

sample(b). He: hemiatite(JCPDS No: 33-664), Py: pyrite

(JCPDS No: 6-710), Q: quartz(JCPDS No: 33-1161).

Fig. 3. XRD patterns of solid-precipitation by addition of

NaOH. a: roasted sample, b: concentrate sampl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oncentrate and the

roasted sample after aqua regia digestion(mg/kg)

Elements Gold concentrate sample Roasted sample

Au 132.5 148.3

Ag 910.5 1025.6

Te 999.5 1045.9

Pb 1354.5 1245.9

Zn 321.6 336.9

Fe 133451.4 153541.5

Cu 595.6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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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용출시킨 결과,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함량이 증가한 이온은 Au, Ag, Te, Zn, Fe, Cu이고,

반대로 함량이 감소한 이온은 Pb이다. 정광보다 소성

시료에서 이들 이온 함량이 증가한 이유는 750oC의

소성으로 인하여 금 광석광물들이 주로 적철석으로 변환

되었기 때문이다. 즉, 차아염소산 용액이 다공성과 공

극율이 증가한 적철석으로 잘 침투하여 금속원소를 용

해시켰기 때문이다. 정광시료에서 왕수보다 차아염소산

용액에서 Au가 약 12 mg/l이 그리고 Ag는 약 103 mg/l

이 더 용출되었다. 소성시료에서 왕수보다 차아염소산

에서 Au가 약 11 mg/l 그리고 Ag는 약 74 mg/l 더

용출되었다. 또한 Te도 왕수보다 차아염소산에서 약

9 mg/l이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150 mg/l 더 용출되었

다. 따라서 Au, Ag 및 Te는 왕수보다 차아염소산 용

액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Pb, Zn, Fe, Cu와 같은

금속은 차아염소산보다 왕수가 더 효과적인 용매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차아염소산 용출-용액에 함유되어 Cu를 전기

분해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해질 용액에 용해되

어 있는 Fe를 제거해야한다. 왜냐하면, (1)과 (2)식과

같이 Fe로 인하여 Cu가 전기분해로 회수되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Fe를 제거하기 위하여 차아염소산 용

출-용액에 NaOH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NaOH는 산성 용매 중에 용해되어 있는 Fe를 비정질

의 철수산화물, 침철석 혹은 적철석 등으로 침전시키

는데 사용된다(Mohapatra et al., 2002; Aktas et al.,
2010).

NaOH를 첨가한 결과, 갈색 침전물이 정광시료에서

10.34 g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18.45 g 형성되었다. 이

들 침전물에 대하여 XRD분석한 결과, 모두 비정질로

나타났다(Fig. 3). 

NaOH 첨가 전 그리고 NaOH를 첨가하여 24시간

반응시킨 후, 차아염소산 용출-용액에 대하여 화학분석

하였다(Table 2). 그 결과 Fe 제거율은 정광시료에서

96%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98%로 나타났지만, Au는

정광시료에서 약 0.7%(Ag=0.4%) 그리고 소성시료에

서 약 0.4%(Ag=0.1%)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차아염소

산 용출-용액에 NaOH를 첨가하면 Au와 Ag는 거의

제거되지 않지만 Fe는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Zn 제거율은 정광에서 21%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Zn

이 Zn(OH)2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Chi

et al., 1997). 하지만 NaOH 첨가에 의하여 오히려

Pb와 Cu는 함량이 증가하였다. Pb와 Cu의 함량이 증

가한 원인은 Cu와 Pb가 NaOH와 같은 알카리 용출

(alkaline leaching)에 잘 용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Rhee et al., 1999; Ha et al., 2000). 

3.5. 전기분해에 의한 Cu 및 Fe 함량변화

Fe가 제거된 차아염소산 용출-용액을 전해질로 사용

하여 240분 동안 전기분해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전해질 용액의 Cu와 Fe 함량을 측정한

결과 전기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Cu 함량은 감소하고

반대로 Cu 회수율은 증가하였다(Fig. 4). Cu 회수율은

정광시료에서 96%인데 반하여 소성시료는 99%에 도

달하였다. Cu 회수율은 물론 Cu 감소도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많았으며,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와 같은 원인은 정광시료에 비하여 소성시료의 전해질

용액에 S 및 Fe와 같은 불순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용

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소성시료는 소성처리로 S

가 거의 제거되었고 또한 NaOH 첨가로 Fe가 98%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전기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Fe 함량을 측정한 결과,

Fe 변화는 정광시료와 소성시료에서 모두 매우 미약하

게 변화하였다(Fig. 5a). 그리고 Fe 회수율은 정광시료

에서 1.2%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1.3%이였다(Fig. 5b).

이와 같이 Fe 함량변화가 매우 미약하게 그리고 회수율

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2)식과 같이 음극표면에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hypochlorite leaching solution before and after 24 hours of NaOH addition(mg/kg)

Elements
Gold concentrate sample Roasted sample

Before After Removal % Before After Removal %

Au 144.5 143.6 0.7 159.6 159.1 0.4

Ag 1013.5 1009.9 0.4 1099.7 1098.4 0.1

Te 1008.7 983.7 2.5 1195.8 1094.0 8.5

Pb 1146.1 1166.4 -1.8 955.6 998.9 -4.5

Zn 256.5 200.5 21.8 296.7 236.9 20.1

Fe 104589.6 3215.5 96.9 115474.6 1345.8 98.8

Cu 495.7 500.7 -1.0 523.5 537.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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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e3+가 Fe2+로 환원되고 그리고 이 Fe2+가 양극

표면에서 다시 Fe3+로 산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Fe가

음극표면에 회수되는 금속 구리 표면에 흡착되거나 혹

은 양극 슬라임(anode slime)을 형성하여 침전되었거

나 또는 슬라임 표면에 흡착되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

하면 전기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유용금

속으로 구성된 양극 슬라임이 전해질 용기 바닥에 침전

되기 때문이다(Chen and Dutrizac, 1990; Chatterjee,

1996; Donmez et al., 1999; Amer, 2003). 그러므로

전기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전해질 용액에서 Fe 이온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기분해를 실시하기 전에 불순물로 작용하는 Fe 이온

을 Ca(OH)2나 NaOH 첨가에 의하여 그리고 용매추출

(solvent extraction)로 제거하거나 정화(purification)시켜

야 할 것이다(Mahuli et al., 1997; Aktas et al., 2010).

3.6. 전극의 무게 변화

전기분해가 종료된 후 음극 및 양극의 무게 변화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음극의 무게가 증가한 것은 전

해질에 용해되어 있는 Cu 이온이 음극표면에 회수되

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극의 무게가 감소한 이유는 양

극부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음극의 무게 증가는 정

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양극의

무게 감소도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크게 일어

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은 Fig. 4와

Fig. 5에서와 같이 정광보다 소성시료에서 전기분해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소성처리와

NaOH 첨가로 S와 Fe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전기분해

가 더 잘 일어난 것이다. 양극무게 감소가 정광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크게 일어난 원인은 전기분해가 정광

Fig. 4. Variation of copper contents(a) and recovery rate of

copper(b) on the electrolysis experiment. ●: concentrate

sample, ○: roasted sample. 
Fig. 5. Variation of iron contents(a) and recovery rate of

iron(b) on the electrolysis experiment. ●: concentrate

sample, ○: roasted sample.

Table 3. variation of weight on the cathode and anode plate(g)

Cathode plate Anode plate

Concentrate sample Roasted sample Concentrate sample Roasted sample

+1.9 4.4 -1.2 -2.9

+: weight gain, -: 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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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1)

식에서 제공되는 전자(2e−)는 양극표면에서 일어나는

(3)식과 같이 양극부식(anode corrosion) 반응으로 제

공되기 때문이다(Prengaman and Siegmund, 1999;

Wang, 2008). 그러므로 음극에서 Cu가 많이 회수될수

록 양극부식이 그 만큼 많이 일어난다. 

H2O=2H++1/2O2+2e− (3)

3.7. 음극회수물질에 대한 XRD분석 결과

음극표면에 회수된 물질에 대하여 XRD분석을 수행

한 결과, 소성시료에서 구리(Cu0)와 적동석(cuprite,

CuO)이 그리고 정광시료에서는 비정질 물질이 나타났

다(Fig. 6). 소성시료에서 순수한 구리(Cu0)가 회수되는

것은 (1)식과 같이 Cu2+가 Cu0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동석이 회수되는 원인은 회수된 구리가 (3)

식에서 발생하는 산소에 의하여 산화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정광시료에서 비정질 물질이 회수되는

원인은 S 성분이 많이 포함된 전해질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8. 전기분해에 의한 제거율과 퇴적 상수

전기분해 전과 240분 동안 전기분해가 종료된 후,

전해질용액에 남아 있는 금속 이온 함량과 이에 따른

제거율(removal %), 그리고 전해질용액에서 전기분해

를 통한 양극슬라임으로 형성되는 퇴적 상수

(deposition rate constant, K)을 Table 4에 정리하였

다. 퇴적 상수는 (4)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Fornari
and Abbruzzese, 1999). 

(4) 

여기서, K=퇴적 상수, V=전해질 용액의 체적(cm3),

S=음극 면적(cm2), c1, c2=초기 농도 및 최종 농도

(mg/l), t=전기분해 시간(min)이다.

전기분해 종료 후 전해질 용액에 남아 있는 금속이

온 함량이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높게 나오는 이

온은 Au, Ag, Te, Fe, Cu이고 반대로 낮은 함량으로

K

2.303 V
c1

c2

----⎝ ⎠
⎛ ⎞log

St
------------------------------------=

Fig. 6. XRD patterns of cathodic deposition material on

the cathode. a: roasted sample, b: concentrate sample. C:

copper, Cp: cuprite(JCPDS No: 5-667).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lytic solution after electrolysis for 240 min(mg/l)

Elements
Gold concentrate sample Roasted sample

Before After Rem. % DRS Before After Rem. % DRS

Au 143.6 12.5 91.3 0.2 158.9 6.7 95.8 0.2

Ag 1009.9 20.2 98.0 0.3 1098.4 10.5 99.1 0.3

Te 983.7 45.9 95.3 0.2 1094.0 23.9 97.8 0.3

Pb 1166.5 186.1 84.1 0.1 998.9 1254.5 -25.6 0.0

Zn 200.5 10.4 94.8 0.2 237.1 20.6 91.3 0.2

Fe 3215.5 333.5 89.6 0.2 1345.8 208.8 84.5 0.1

Cu 500.7 6.7 98.7 0.4 537.9 1.1 99.8 0.4

rem.%: removal %

DRS: deposition rate constant

Fig. 7. XRD patterns of anode slime on the bottom of

electrolysis cell. a: roasted sample, b: concentrate sample.

C: copper, Ch: chalcanthite(JCPDS No: 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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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이온은 Pb와 Zn이다(Table 4). 전기분해에 의

한 제거율이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높게 나타

나는 이온은 Au, Ag, Te, Cu이고 반대로 정광시료에

서 더 높게 나타나는 이온은 Pb, Zn, Fe이다. 퇴적

상수가 정광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높게 나오는 이온은

Au, Ag, Te 이고 반대로 정광에서 높은 이온은 Pb,

Zn, Fe이다. 

제거율과 퇴적 상수가 정광보다 주로 소성시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해질 용액에 용해되어 있

는 이온들이 정광보다 소성시료의 음극표면으로 더 많

이 회수되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더 많은 양극 슬라임

을 형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음극회수물질

(Fig. 6)과 양극 슬라임(Fig. 8)에 대한 XRD분석 결과

를 고려하면 음극으로 회수되는 양보다 양극 슬라임을

형성하여 침전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3.9. 양극 슬라임의 특성

전기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전해질 셀(electrolyte

cell) 바닥에 침전되어 형성되는 불용성 침전물질을 양

극 슬라임(anode slime, 혹은 anode mud)이라 한다.

이 침전물은 전기분해로 회수는 금속보다 이온화 경향

이 작은 불용성 금속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금

속은 물론 유용금속들이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Hait et al., 2004; Chen and Dutrizac, 2005). 

전기분해 종료 후, 양극 슬라임 무게를 측정한 결과

정광시료에서 2.1 g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29.3 g을 얻

었다. 양극 슬라임이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무려

13배 이상 많았다. 이와 같이 정광보다 소성시료에서

양극 슬라임이 더 많이 형성된 원인은 전해질 용액의

금속이온이 금속형태로 환원된 것이 소성시료에서 더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Table 3에서와 같이 양극판

이 부식되는 양이 소성시료에서 더 많았기 때문이다.

Table 4는 양극 슬라임을 왕수분해하여 화학분석한 결

과이다. 양극 슬라임에서,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함량이 증가한 원소는 Au, Ag, Te, Pb이고 반대로 감소

한 원소는 Zn, Fe, Cu이다.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에서

Au는 12 mg/kg 더 증가하였고, Ag는 232 mg/kg, Te

는 887 mg/kg, Pb는 7 mg/kg 더 증가한 반면에 Zn은

92 mg/kg, Fe는 379 mg/kg 그리고 Cu는 12 mg/kg

이 감소하였다. 
 

3.10. 양극 슬라임에 대한 XRD분석 

전기분해가 진행될 때 양극 슬라임이 전해질 용기 바

닥으로 자유낙하하면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양극 슬라임

을 형성하는 결정들의 고유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

극 슬라임을 아게트 몰탈에서 미분쇄하지 않고 XRD분

석하였다. XRD분석 결과 소성시료에서 구리 그리고 정

광시료에서 비정질 물질과 chalcanthite(CuSO4·5H2O)

에 해당되는 회절선이 나타났다(Chen and Dutrizac,

1990; Hait et al., 2004). 소성시료의 양극 슬라임에서

순수한 구리가 생성된 것에 반하여 정광시료의 양극

슬라임에서 비정질 물질과 chalcanthite가 나타나는 원

인은 정광을 소성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50oC로

소성처리 한 소성시료의 전해질에는 SO4가 거의 존재

하지 않겠지만 정광시료의 전해질에는 S 혹은 SO4가

많이 용해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SO4에 의하여

chalcanthite가 형성되고 그리고 S-화합물로 구성된 비정

질 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Hait et al., 2004).

3.11. 양극 슬라임에 대한 자력선별 효과 

양극 슬라임은 전해질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들에 의하

여 그리고 양극 표면이 부식되어 생성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채취한 양극 슬라임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이 부식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Prengaman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anode slime after aqua

regia digestion(mg/kg)

Elements Gold concentrate sample Roasted sample

Au 150.5 163.3

Ag 669.7 902.5

Te 746.9 835.5

Pb 3.1 10.3

Zn 293.5 200.8

Fe 1325.2 945.2

Cu 13.5 1.3

Fig. 8. XRD patterns of anode slimes on the magnetic

material. a: roasted sample, b: concentrate sample, C:

cassiterite(JCPDS No.: 21-1250), M: magnetite(JCPDS

No.: 19-629), Q: quartz(JCPDS No.: 33-1161), S: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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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egmund, 1999). 따라서 양극 슬라임을 자력선

별기로 처리하면 스테인레스 스틸로부터 부식된 Cr, Ni

등은 자성물질로 분리될 것이다. 자력선별기로 양극 슬

라임을 처리하여 자성 및 비-자성물질로 선별하였다.

역시 이들 선별물질도 아게이트 몰탈에서 미분쇄하지

않고 XRD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성물질(Fig. 8)에서

석영, 석석(cassiterite), 자철석(magnetite), 은(silver)

그리고 비-자성물질(Fig. 9)에서 자철석, 적철석, 텔루

륨, 은에 해당되는 회절선이 나타났다. 자성물질에서

Cr이나 Ni에 해당되는 회절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

자성물질(Fig. 9)에서 은과 텔루륨은 정광시료보다 소

성시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양극 슬

라임에서 Te이 나타나는 원인은 본 실험에 사용한 금

정광이 천열수광상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과 은이
hessite(Ag2Te), petzite(Ag3AuTe), sylvanite(AuAgTe4)

및 altaite(PbTe) 등과 함께 산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Plotinskaya et al., 2006; Voudouris et al.,

2006). 은과 텔루륨은 음극으로 회수되지 않고 양극 슬

라임으로 회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12. 양극 슬라임에 대한 SEM 

비-자성물질로 회수한 양극 슬라임에 대하여 SEM/

EDS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광시료에서 석영 결정

(Fig. 10a)이 그리고 소성시료에서 Te 결정(Fig. 11a)이

나타났다. 석영 결정에 대하여 EDS분석한 결과

Fig. 9. XRD patterns of anode slimes on the non-magnetic

material. a: roasted sample, b: concentrate sample. H: hematite

(JCPDS No.: 33-664), M: magnetite(JCPDS No.: 19-629),

Q: quartz, S: silver(JCPDS No.: 4-783), T: tellurium(JCPDS

No.: 36-1452). 

Fig. 10. SEM/EDS analysis of quartz crystal on the non-

magnetic material at anode slime with concentrate sample.

Circle is EDS analysis area. The scale bar is 20.0 µm in length.

Fig. 11. SEM/EDS analysis of tellurium crystal on the non-

magnetic material at anode slime with roasted sample. Circles

are EDS analysis area. The scale bar is 50.0 µ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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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9.3 atomic%)와 Si(30.7 atomic%)가 약 2:1로 나

타났다(Fig. 10b).

Fig. 11a에서 나타난 2개의 Te 결정들에 대하여 각

각 EDS분석한 결과 Te가 모두 100%로 나타났다

(Fig. 11b). 이는 양극 슬라임으로 순수한 Te 결정을 회

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순도 높은 Te은 태

양전지(solar cell), 철강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Rhee

et al., 1999). 은의 회절선(Fig. 9a)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X-ray mapping(not shown)에서 금과 은

이 많은 양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극 슬라임에 은 결정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SEM/EDS분석

에서 은에 해당되는 결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금과 은이 양극 슬라임 표면에 피복되었기 때문에 혹

은 나노입자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금 정광으로부터 순수한 금속 형태의 Te을 얻기 위

하여 소성처리, 차아염소산 용출, Fe 제거 및 전기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광 및 소성시료에 대하여 왕수

및 차아염소산으로 각각 용출시킨 결과 Au, Ag 및 Te

는 왕수보다 차아염소산에서 더 많이 용해되었고, Pb,

Zn, Fe 및 Cu는 차아염소산보다는 왕수에서 더 많이

용출되었다. 전기분해하기 전, 차아염소산 용출-용액에

NaOH를 첨가하여 Fe를 침전-제거한 결과 정광시료에

서 Fe가 96% 제거된 반면 소성시료에서는 98%나 제

거되었다. 2%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기분해된 구리판의

함량에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있었다. NaOH 첨가

로 인하여 Au, Ag 및 Te 함량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분해에서 Au, Ag 및 Te는 양극 슬

라임으로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기분

해실험을 240분 동안 수행한 결과, 금속 구리가 정광

시료에서 98% 회수된 반면에 소성시료에서 99%나 회

수되었다. 1%의 금속구리속에서는 차이는 텔루륨의 존

재 여부로 인하여 텔루륨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소성처리에 의하여 S가 제거되었기 때문이

다. 양극 슬라임 생성량도 정광시료보다 소성시료의 전

해질 용액에서 더 많이 생성되었다. 양극 슬라임을 자

력선별한 결과 순수한 자연금속 형태의 Te이 정광시료

보다 소성시료에서 더 많이 회수되는 것을 XRD 및

SEM/EDS분석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양극 슬라임에

대한 연구를 더 수행한다면 순도 높은 Au와 Ag는 물

론 텔루륨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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